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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전체 검색
수천개의 동영상에서 원하는 주제가 
수록된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검색 기능 연계
기존 CMS, LMS, 앱에서 Panopto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세요.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을 검색하세요.
화면과 음성에 수록된 말과 글을 즉시 찾아 그 지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포레스터 리서치는 스마트 검색을 최고의 기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기업들이
Panopto를
선택하였습니다.

자동 음성 인식
동영상에 출연한 강사가 말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 문자 인식 (OCR) 
동영상 화면에 노출된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 메타데이터 인덱싱 
강의 슬라이드, 노트, 코멘트에 
포함된 내용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 검색
이제 태그는 그만 쓰세요. 스마트 검색 
기능으로 간편하게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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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pto를 무료로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panopto.com/try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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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쓰기 쉬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 윈도우, 

맥, iOS 환경을 지원하며, 간단한 스크린 

캡쳐부터 멀티 카메라 이벤트까지 가능합

니다.

업로드
현재 사용중인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어느 환경에서나 재생할 수 있게 자동 변

환하며, 수록된 내용은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내부 인트라넷 사용자와 전세계의 시청자

들에게 동영상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스트

리밍합니다. 버퍼링은 줄고, 재생 품질은 

향상됩니다.  

재생
인터랙티브한 재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다. 멀티 카메라 영상을 HD 화질로 볼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하며 메모도 할 수 있습

니다. 

편집
HTML5 기반의 동영상 편집기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친숙한 편집 기능을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웹 기반 통계 로직으로 심도 깊게 분석하

세요. 인기있는 동영상, 누가 어느 영상을 

보았는지, 참여도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모바일 대응
iOS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으로  사용

자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환경에서  직접 

녹화, 업로드, 검색,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에 Panopto를 통합 

구축하세요. LMS, CMS, CRM, 소셜 소프

트웨어 등 다양한 환경에 오픈API로 연동

합니다. 

서비스
Panopto의 고객 지원은 특별합니다. 3년

간 99%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모든 라이

선스에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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